
Miral, 새 프로젝트 CLYMB 발표로 아부다비 야스 아일랜드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려 

-- 1억 달러 투자한 실내 관광지 CLYMB, 2018년에 완공 예정 

-- 세계에서 가장 넓은 비행실과 가장 높은 실내 인공벽을 선보일 예정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2016년 10월 19일 PRNewswire=연합뉴스) Miral이 아부다비 야스 

아일랜드에 흥미진진한 새로운 명소가 될 CLYMB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오늘 발표했다. Miral은 

2018년 야스 아일랜드에 세계에서 가장 넓은 비행실과 가장 높은 실내 인공벽을 설치함으로써 

야스 아일랜드의 다양한 기존 체험을 보완하고, 지역 굴지의 여가 및 엔터테인먼트 관광지라는 

야스 아일랜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956251-miral-abu-dhabi-yas-island-clymb/  

비행실을 찾는 방문객은 사상 최대 폭인 9.75미터(32피트) 내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체험해볼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또한, CLYMB는 높이 43미터에 달하는 세계 최고 높이의 실내 인공벽도 선보인다. 이 인공벽은 

다양한 난이도의 4가지 벽으로 구성돼, 초급, 중간급 및 전문가급 등반가 모두 여기에 도전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전문가급 벽은 지상에서부터 높이가 43미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CLYMB는 비행실과 인공벽 외에도 소매업체, 식음료 매장 및 파티 공간 등도 구비할 예정이다. 

더불어 근처에 있는 야스 몰 및 더욱 다양한 야스 아일랜드의 엔터테인먼트 및 여가 시설과 

연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Miral CEO Mohammed Abdullah Al Zaabi는 “CLYMB는 자사가 야스 아일랜드에 

개발한 독특한 관광 명소 포트폴리오에 추가될 중요하고 독특한 프로젝트”라며 “자사는 

아부다비에 세계에서 가장 넓은 비행실과 가장 높은 실내 인공벽을 설치함으로써 스릴과 

모험이 결합된 환상적인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l Zaabi 대표는 “CLYMB 프로젝트는 모든 이들에게 독특하고 흥미진진한 몰입형 체험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아부다비와 아랍에미리트 관광 사업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 명소를 야스 아일랜드에 개발 및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사의 지속적인 집념을 나타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Miral은 Zublin Construction L.L.C를 주 공사업체로 지정했으며, 이미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달 초 현재 개발 진행도가 35%를 기록했으며, 미화 1억 달러가 투자된 이번 

프로젝트는 2018년에 완공돼 전 세계 관광객의 발길을 야스 아일랜드로 인도할 예정이다.  

Miral은 이번 새 프로젝트에 앞서 야스 아일랜드의 새로운 2022년 비전을 최근에 공개한 바 

있다. 야스 아일랜드의 2022년 비전은 매년 방문객 수가 4천80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가족 중심 관광 명소로 거듭나는 것이다. 또한, 야스 아일랜드는 100,000명에 달하는 기업 

여행객을 유치하고, 다양한 고객 요구에 맞춘 4,000개의 호텔 객실을 준비할 계획이다.  

http://www.multivu.com/players/uk/7956251-miral-abu-dhabi-yas-island-clymb/

